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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독일의 카일 8051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원고이다.

컴파일러는 마이크로프로세스 엔지니어에게 잘 알려진

IAR, Tasking, KEIL 등이 있지만 사용방법이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면서 항목이 많아 복잡하다. 형형색색의 컴파일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코드 Optimization이 잘 된다고 판단한

독일의 KEIL을 주로 설명했다.

게재한 원고는 ‘How to use KEIL 8051 C Compiler’라는

단행본에서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원고의 일부를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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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L Compiler 개요

8051 Firmware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부품과 프

로세스에 관련된 하드웨어 설계, 신뢰성 실험, 적절히 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 등 여러 가지 관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이번 달부터 C 언어를 이용하여 8051 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컴파일러 툴(Tool)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엔지니어이기도 한 본인은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할 때

에 기계어 코드를 적어 놓은 니모닉(Mnemonic) Sheet

를 보고 프로그램 했었다. 조금 있다가 어셈블리를 이용해

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마이컴)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코

드를 만들었고,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는 하이 레벨 언어인

C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2. KEIL 컴파일러 설치

4. dScope

만들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

이기는 하다.

불과 5년 전에 비해 메모리가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가격

이 하락하는 등 더 이상 엔지니어에게 코드 사이즈를 줄이

는 기술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코드의 크기나 스

피드 면보다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지며 연결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정확

히 하느냐에 더욱 관심이 많다. 어셈블리어로 비동기 통신

의 링 버퍼 구현이나, 통신 프로토콜, 인식 시스템, 선형 예

측 등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기술자가 있다면 아마 신의 경

지에 이른 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EIL 8051 C Compiler Quick Start는 독일 카일

(KEIL) 컴파일러 V6.1에 대한 설명서인 동시에 활용서

이다. 컴파일러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엔지니어들에게는

신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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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환경(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컴파

일러의 옵션과 개발 환경을 유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다. 그래서 카일 컴파일러를 경험하고 개발 실무에

접한 저자가 관련 자료를 모아 원고를 쓰게 된 것이다. 초안

원고는 본인이 했지만 수정과 추가는 8051 코어를 이용하

여 개발하는 다른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했음으로 실제적으

로는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카일 컴파일러의 국내 판매 종류는 CA51과 PK51의 두

개 버전이 있는데, PK51만 Real Time Operating Sys-

tem과 8051 Simulator dScope(Debug+Scope)기능

이 지원된다. 8051 관련한 컴파일러 중에 가장 많은 엔지

니어가 사용하고 있는 PK51은 현재 설치디스켓 1개와

CD 1장, 그리고 PC의 프린터 포트에 설치하는 Lock

Key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MDS(www.hkmds.com)

에서 판매하고 있다. 각각의 부가적인 장치와 소프트웨어

는 CD에 추가적으로 내용이나 부록을 참고하면 유용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설명서만으로는 KEIL 컴파일러에 대해 완전하게 숙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라면 좀더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기대 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본

원고는 8051 코어의 내부나 레지스터에 대해 학습하는 것

이 아님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어도 프

로세스 관련 개발을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원고를 통하여 복잡한 IDE 개발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을 뿐

이다. 카일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Firmware를 설계할 정

도가 되기 위해서는 8051에 대한 지식과 설계와 디자인 기

술 그리고 ANSI C 언어(PAT-APP-D01, PAT-APP-

D02 Application 참조) 나아가서는 컴파일러 환경에 대

해서도 알고 있어야 디자인 적어도 가능하다.

컴파일러는 하이 레벨 언어를 매크로 어셈블리로 바꾸어

주는 도구에 불가하므로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1M에 만원 정도였지

만 날이 갈수록 싸지는 메모리와 더욱 빨라진 프로세스로

인해 더 이상 Firmware 엔지니어에게 어셈블리어로만 만

들기를 고집하지 않는다. 좀더 복잡해진 알고리즘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대화 형식의 언어가 필요하다. 보통은 C 언

어, 개선된 ANSI C 등을 이용하고 요즈음은 C++, JAVA

등의 고급언어로 개발하기도 하는데 어셈블리언어로 개발

하는 것에 비해 알고리즘 구현과 시간절약을 도모할 수 있

다. 참고로 어셈블리 언어는 다소 조잡해지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에는 능력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구조이고 마이크

로프로세스 마다(대부분 서로 다른 Core를 사용하므로)

·통합개발환경(IDE)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는 컴

퓨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에디

터·컴파일러·어셈블러 및 링크·디버그 등의 각각의 단

계가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

낸다. 프로그램을 에디터로 작성하고 바로 컴파일러를 호

출하여 컴파일과 링크를 거친 뒤 실행까지 시켜 볼 수 있

다. 기존의 에디터를 빠져 나와 컴파일을 하고 디버깅 뒤에

다시 에디터를 호출하는 불필요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알나간(알고 나면 간단)

그림 1. Software Developme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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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치 항목 선택그림 2. KEIL PK51 V6.1 설치화면

약간씩 다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독일 카일 회사와 관련된 소식과 정보, 개발 유틸리티를

원한다면 카일 컴파일러의 본사 ‘http://www.keil.com’

을 방문해서 해결하고(평가판 다운로드 http://www.keil.

com/demo) KEIL 컴파일과 8051을 익히는 교육용으로

개발된 Training Board의 문의는 ‘http://www.

cpuboard.com’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트레이

닝 준비를 할 수 있다.

8051과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0과 1의 조합으로 구

성되어 있는 기계어를 사용한다. 8비트 MPU도 PC에서

사용하는 펜티엄 시리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고급언어

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마이컴(마이크로

컴퓨터)에서는 먹기 좋은 떡에 해당하는 기계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마이컴 내부에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명령

어의 코드를 차례로 불러 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PC : Program Count)가 있다. PC가 지정한 메

모리 위치에서 한번에 불러올 수 있는 코드는 마이컴의 능

력에 따라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등으로 나누어지

는데 코드를 읽고 해석해서 주어진 동작을 하게 된다. 8비

트 마이컴은 한번에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가 8

비트이다. 명령의 개수도 256개(0∼FF) 이하로 되어있는

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개의 코드를 적절히 나열

하여 정해진 일을 마이컴이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기계어 코드를 하나하나 다 외우고 적절

히 배치하기에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고수준의 이해

하기 편한 고급 개발 언어로 일단 만든 후 컴파일

(Compiler)과 링크(Linker)를 통해 기계어 코드로 바

꾸어 주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C언어나 어셈블리언어로 작성한 소스프로

그램(Source File)을 기계어 코드로 바꾼 후에 메모리에

적재하여 마이컴을 운용한다. 그래서 기계어 코드로 만들

어 주는 컴파일러의 성능에 따라 코드의 크기가 줄어들기

도 하고 늘기도 하며 명령어 조합의 방식에 따라 마이컴의

실행 속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

진 고급언어나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진 소스코드는 컴파일

과 어셈블리어를 이용해 일차 가공된 뒤에 링크를 통해 실

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 HEX 값으로 만들어진다. HEX 코

드는 타깃에 집적 포팅(Porting)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

면 개발시간에 준비 작업이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 대부분

ROM Emulator, MDS(Microprocessor Develop-

ment System)의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여 검증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등으로 소프트

검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번에 버그없이 되

는 응용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세

계적으로 통용되는 8051관련 컴파일러에는 다음의 (abc

순) 회사들이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 엔지니

어도 컴파일러, 디버그 장비를 만들면 어떨까?

·Archimedes Software,

www.archimedessoft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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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 평가 컴파일러를 이용한 개발

데모 버전(Evaluation)을 받아서 소스가 에러 없이 컴

파일도 잘되고 hex 파일도 잘 만들어졌는데 왜 동작을 안

할까? 궁금해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KEIL Evaluation

은 웹에서 언제든지 다운을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코드 사

이즈가 2K 바이트 미만만 컴파일된다. 그리고 코드의 시작

영역이 자동으로 4000h번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드웨

어 구성도 뒷받침되야 한다. 공짜로 얻는 데모버전을 이용

하여 만든 HEX 파일을 4000h 번지가 아닌 롬에 포팅하

기 위해서는 hex2bin.exe 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hex를 bin으로 변환해서 ROM에 넣어 주면 원하는 번지

에 넣을 수 있다. hex2bin 프로그램은 웹(www.

cpuboard.com, 게시판/FAQ)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알나간(알고 나면 간단)

·Blue Earth Research LLC,

www.BlueEarthResearch.com

·Ceibo Inc, www.ceibo.com

·Gimpel Software,

www.gimpel.com

·HI-TECH Software,

www.htsoft.com

·HIWARE, www.hiware.com

·IAR System, www.iar.com

·KEIL Software, www.keil.com

·Mandeno Granville Electronics,

www.designtools.co.nz

·MDL Labs, www.mallabs.com

·Tasking, www.tasking.com

KEIL 컴파일러 설치

KEIL 컴파일러는 2K 코드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평가

버전(http://www.keil.com/demo)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도 있다. 8051 KEIL 컴파일러는 정품일 경우 CD 1

장과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는 1.44MB 디스켓 1장과 PC

표 1. KEIL Compiler 03. 2001 버전의 CD 내용

CD ROM Index

Install Products & Updates

Install Evaluation Software

Tutorials & Training

Brochures

Technical Information

(개발할 때 참조)

Third-Party Product

How to Contact Us

구성 내용

C51, C166, C251 컴파일러 설치

Getting Started

C51, C166, C251 평가 컴파일러 설치

평가 컴파일러 Getting Started

KEIL 회사 및 컴파일러 소개

Project 등록하는 방법: 동영상

디버그 요령과 dScope 사용방법 : 동영상

dScope Simulation 사용방법 : 동영상

교육 안내

8051, C16X, 251 개발 툴 안내

Real-Time Kernel

Training Board

News

KEIL Software Application

Support Solution

Chip Application Note

Chip Data Sheet

USB, CAN, TCP/IP

Utility Program

Book 안내

Emulator 공급업체

Board 공급업체

KEIL 회사의 연락처

의 프린터 포트에 연결하는 Hardware Lock Key로 구

성되어 있다. PK51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OS(Operating System)는 Win95,

Win98, Win2000, Windows NT Version 4이면 되고

20M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 그리고 16M 바이트 이상의

RAM이 있으면 된다. CD를 넣으면 자동으로 실행되어 다

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상단에 있는 메뉴 ‘Install prod-

ucts & Updates’를 선택하면 설치를 시작할 수 있고, 평

가 버전일 경우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설명

어셈블러 SFR(Spacial Function Register) 정의와 Source 견본 파일

컴파일러의 실행파일이 들어 있는 위치

Application 보기 파일

Real Time OS Full 파일, 255 Task

Real Time OS Tiny 파일, 16 Task

C의 8051에 관련된 모든 Include 파일은 이곳에 있습니다.

Library, Start-up Code, I/O Source

Target Board를 모니터 할 때 사용하는 Hex 코드 생성파일

컴파일러 통합 실행 파일

표 2. Folder Structure

경로

C51＼ASM

C51＼BIN

C51＼EXAMPLES

C51＼RTX51

C51＼RTX_TINY

C51＼INC

C51＼LIB

C51＼MONITOR

UV2



116

Embedded Systems
KEIL 8051 C Compiler Quick Start

·컴파일(Compile)

어떤 언어로 된 원시 프로그램으로부터 그와 동등한 일

을 하는 다른 언어로 생성하는 작업을 통칭한다. Firm-

ware 분야의 컴파일러는 좁은 의미로 고급언어로 된 원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 언어나 기계어 등의 저급 언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칭한다. 컴파일은 원

시코드를 몇 단계로 통과시켜 C의 원시코드를 기계어 코드

로 변환하는데,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 단계

에서는 C 프리프로세서(전처리기:Preprocessor)가 호

출된다. 다음단계는 C 언어의 문법과 문형을 검사하고 어

셈블리 코드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맞는 이진

기계어 코드로 변환한다. 이러한 이진 코드를 오브젝트 코

드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링크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링

크 단계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실행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

인데 오브젝트 코드와 외부 함수, 라이브러리 루틴을 참조

한 후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코드파일로 만들어 준다.

알나간(알고 나면 간단)

카일 컴파일러는 C51 이외에 C166과 C251 프로그램

이 있는데 사실 하나의 CD에 3개의 IDE 환경 설치 프로

그램이 전부 들어 있고 정품과 평가버전(Evaluation

Software)도 같이 있는 셈이다. 각 프로세스 컴파일러 환

경에 대해 학습을 원한다면 ‘Getting Started’를 선택하

면 어느 정도 정리한 파일이 PDF 형식으로 지원된다.

‘Install Products & Updates’를 선택한 뒤의 설치 마

법사 화면에서는 설치, 업데이트, 프로그램 지우기를 선택

할 수 있다. 설치에서 디스켓에 적힌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

고 드라이버 경로를 선택한 다음 드라이버에 디스켓을 넣

고 계속하면 된다. 이때 프로그램 설치 정보항목에서 ‘Last

Name’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 나라의 성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Next’ 버튼이 활성화된다. 설치 디스켓

은 시리얼 번호와 설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으

므로 시스템이 불안하면 플로피 디스켓을 백업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μVision2의 KEIL 설치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

으로 경로와 아이콘이 생성된다. 경로는 ‘C:＼KEIL’의

하위 폴더로 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 나열했다. 설치를 완료

했다면 실행할 때는 바탕화면에 있는 μVision2의 통합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 또 윈도의 시작 폴더에

서도 같은 아이콘을 발견할 수 있다. PC의 프린터 포트에

연결되는 락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편집

할 때는 없어도 되지만 컴파일 하거나 디스코프를 사용할

때는 락키의 고유값을 읽어와 실행할 때 점검을 한다. 락키

는 PC에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결을 변경하면

전기적(정전기에는 문제없다)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

로 전원을 Off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카일 컴파일러 C51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규격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

로 C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ANSI C로 프로그래밍 하

면 되며(Classic C 언어도 개발이 가능하다) C언어 학습

에 관련해서 공짜 파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www.

winapi.co.kr 또는 www.cpuboard.com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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